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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urt dancing suit, so-called ‘Jeongjae suit’, has been worn by court dancers on the occasion of the royal
court's feasts or festivals such as auspicious events of a country, court banquets, and parties or receptions for national
guests from foreign countries. The court dancing suits are divided into two styles; Dangak-Jeongjae style and Hyangak-
Jeongjae style, depending on dancing styl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of the dancing suits of Hyangak-Jeongjae
styles created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such as Bosangmu, Cheomsumu, Heoncheonhwa, and discussed the
thought of EumYang-Ohaeng(the cosmic dual forces and the five elements) that the colors of the court dancing suits imply.
Generally, in the dancing suits of Bosangmu, Cheomsumu, and Heoncheonhwa, the color expression focused on the main
stream of red, blue, yellow, white and black. The colors were mainly expressed in harmony between upper garments and
under garments, outer garments and inner garments, a simple dress and its decorations. Especially, in the dancing suits
of Heoncheonhwa, the purple color symbolized the auspiciousness of the Purple Palace where the God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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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용복식은 일상의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식에

서 춤이라는 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복식이다. 의식을 위한

특수복식에는 각각의 의식이 추구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마련인데 무용복식에도 그러한 의미가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

다.

궁중무용복식은 일명 정재복식이라고도 하는데, 정재복식은

춤의 형식에 따라 당악정재복식과 향악정재복식으로 나눈다. 또

한 조선시대의 궁중무용복식은 대략적인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조선후기에 발생한 당악정

재에는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제수창, 최화무 등이 있으며,

향악정재에는 가인전목단, 경풍도, 고구려무, 공막무, 관동무, 광

수무, 만수무, 망선문, 무산향, 박접무, 보상무, 영지무, 첨수무,

첩승무, 초무, 춘광호, 춘대옥촉, 춘앵전, 향령무, 헌천화 등이

있다(남후선, 1995). 이 연구는 조선후기에 발생한 향악정재 가

운데에서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

로서, 조선전기에 발생한 향악정재 복식에 관한 연구(남후선·

김순영, 2005)에 이은 후속연구에 해당한다. 

보상무(寶相舞), 첨수무(尖袖舞), 헌천화(獻天花)는『園幸乙

卯整理儀軌』,순조 28년의『進爵儀軌』, 순조 29년·헌종 14년·

고종 24년·고종 29년·광무 5년의『進饌儀軌』,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광무 5년의 병풍, 광무 6년의『進宴儀軌』 등에

서 기록과 그림을 함께 찾아 볼 수 있어 무용복식의 분석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향악정재 가운데에서 특히 보상

무와 헌천화는 고려에서부터 조선말까지 꾸준히 연희된 당악정

재인 포구락, 헌선도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면서 향악의 형식을

지닌 정재로서 당악과 향악의 구분이 모호해진 조선후기의 정

재사정을 잘 보여주는 춤이며, 검기무의 서막으로 창작된 첨수

무는 궁중무용의 격식이 한층 강화된 일례를 보여주는 정재로

서 조선후기의 다양화된 미적 취향을 드러내는 춤이다. 

연구방법은 앞서 언급한 기록 및 그림 자료를 비롯하여『高麗

史』,『樂學軌範』,『朝鮮王朝實錄』,『豊呈都監儀軌』등을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식의

형태를 고찰하고 이들 무용복색에 반영되어 있는 사상적 의미

를 살펴 궁중무용복식의 의미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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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후기의 궁중무용

2.1. 조선후기의 정재(呈才) 거행 실정

선조대에 발발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많은 문화재와 사

고 서적의 소실 등 민족문화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김매자·

김영희, 1995). 전란중의 긴박함과 전후의 혼란함은 일시적으로

조선왕조가 악무의 정비에 관심을 두기 어렵게 만들었다. 선조

39년(1606)에 왕의 등극 40년을 기념하는 진연을 해야 하는데

임진왜란 이후 미처 내연에 쓸 여기와 관현악기를 연주할 맹인

을 갖추지 못하여 진연을 거행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다(宣祖

實錄, 39년 6월). 외연은 외국 사신이나 나라의 조신을 초대하

여 궁궐에서 베푼 잔치이며 내연은 명부를 초대하여 궁궐에서

베푼 잔치를 말하는데, 조선에서 외연정재는 주로 무동에 의해

서, 내연정재는 주로 여기에 의해서 연희되는 경향을 보인다. 

전후의 피폐함 속에서도 악무의 전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광해군 3년(1611)의 진풍정에서는 여령의 진악이 거

행되었으며(光海君日記, 3년 11월), 광해군 3년의 진풍정에 의

거하여 인조 2년(1624)과 인조 8년(1630)에는 각각 대왕대비,

대비를 위한 진풍정이 거행되었는데, 특히 인조 8년의 진풍정

에서는 헌선도, 수연장, 금척, 봉래의, 연화대, 포구락, 향발, 무

고, 처용무의 9정재가 공연되었다(豊呈都監儀軌, 甲子 10월).

인조 14년(1636)에는 병자호란이 발생하여 물력이 탕진되고

악공과 악생이 많이 없어져 그 뒤 한동안 악무가 거행되지 못

했다. 효종 8년(1657)에 이르러 자전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진

연이 있었는데, 이를 준비하면서 무너진 악장을 우려한 기록이

보인다(孝宗實錄, 8년 10월·12월). 숙종 8년(1682)에 어느 정

도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찾자 악기조성청을 설치하고 영녕전

과 종묘의 제향에 쓸 방향을 만들게 했다(肅宗實錄, 8년 1월).

숙종 32년(1706)의 인정전 진연과 숙종 40년(1714)의 숭정전

진연에서는 무동이 초무, 아박, 향발, 무고, 광수, 처용무를 추

었다(肅宗實錄, 32년 8월·40년 9월).

영조 20년(1744)의『進宴儀軌』와  영조 41년(1765)의『進宴

儀軌』에의하면, 영조때의 외연정재는 무동이 행하였는데 정재

의 종류로는 초무, 아박, 향발, 무고, 광수무, 처용무가 있었으

며, 내연정재는 여령이 행하였는데 정재의 종류로는 헌선도, 포

구락, 연화대, 몽금척, 아박, 향발, 하황은, 처용무, 첨수무가 있

었다. 정조 19년(1795)『園幸乙卯整理儀軌』에도 영조대와 유

사한 정재의 종류가 나오며, 위의 종류 외에도 학무, 수연장, 검

무, 선유락의 기록이 보인다.

영조와 정조대에 정비된 악무는 순조대에 크게 발전하는 계

기가 되었다. 순조 28년(1828)의『進爵儀軌』에의하면, 그 해

시행된 진작에서 내·외연 모두 무동이 맡아 전대에서 전래한

춤들과 새로 만든 정재를 선보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망선문,

경풍도, 만수무, 헌천화, 춘대옥촉, 보상무, 영지무, 박접무, 향

령무, 침향춘, 연화대, 춘앵전, 춘광호, 첩승무, 헌천화, 가인전

목단, 무산향, 고구려무, 공막무, 무고, 향발무, 아박, 포구락 등

이 있다. 순조 29년(1829)의『進饌儀軌』에 의하면, 순조 29년

2월의 진찬에서 연희된 내연의 여령정재는 몽금척, 장생보연지

무, 헌선도, 향발, 아박, 포구락, 수연장, 하황은, 무고, 연화대,

검기무, 선유락, 오양선, 첨수무, 춘앵전, 보상무, 가인전목단,

처용무의 18종류가 있고, 외연의 무동정재는 초무, 아박, 향발,

무고, 광수무, 첨수무의 6종류가 있다. 이 외에도 순조 29년

(1829) 6월의 진찬에서 외연의 무동정재가 시행되었는데, 연백

복지무, 아박, 무애무, 최화무, 가인전목단, 장생보연지무, 제수

창, 무고, 향발, 사선무, 보상무의 11종류가 있다. 이상과 같이

순조 재위 후반기는 수많은 정재가 연출된 궁중정재의 전성기

였다.

헌종 14년(1848)의『進饌儀軌』에 의하면, 그 해 3월 대왕

대비전 진찬은 내연만 시행하였기에 여악만이 있었으며 몽금척,

하황은, 향령무, 장춘보연지무(생을 춘으로 고침), 보상무, 가인

전목단, 포구락, 무고, 향발무, 선유락, 관동무, 검기무, 아박, 처

용무, 춘앵전, 헌선도를 시행하였다. 이때 관동무가 처음 궁중

정재로 등장하였으나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고종대에는 국내외의 혼란한 정사 속에서도 많은 연회가 진

행되었다. 고종 5년(1868)『進饌儀軌』에의하면, 그 해 12월

내진찬에서 10개의 여령정재가 시행되었고, 고종 10년(1973)

『進爵儀軌』의의하면, 진작에서 16개의 여령정재가 시행되었다.

고종 14년(1877)『進饌儀軌』에의하면, 그 해 12월 대왕대비

의 탄일을 맞이하여 내진찬에서 16개의 여령정재가 시행되었

고, 고종 29년(1892)『進饌儀軌』에의하면, 그 해 9월에 왕의

즉위 30년을 기념하는 대진찬에서 무동이 외연을 여령이 내연

을 각각 담당하여 18개의 무동정재와 26개의 여령정재가 시행

되었다. 이 때 연희된 정재는 내·외연 모두 27종으로 조선초

기부터의 모든 연회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

광무 5년(1901)『進宴儀軌』에 의하면, 고종황제의 만오순

을 송축하기 위해 진연을 베풀었는데 외연은 무동이 내연은 여

령이 행했다. 무동이 행한 정재에는 초무와 만수무가 있고, 여

령이 행한 정재에는 제수창, 포구락, 첩승무, 보상무, 헌선도,

무애무, 장생보연지무, 봉래의, 수연장, 육화대, 무고, 검기무가

있다. 광무 6년(1902)『進宴儀軌』에의하면, 그 해 11월에 대

규모의 진연이 있었는데 내·외연이 모두 시행되었으며 외연

에는 25개의 무동정재가 내연에는 21개의 여령정재가 시행되

었다. 

1910년의 경술국치로 왕조시대가 막을 내리고, 궁중의 아악

과 정재를 맡았던 장악원이 대폭 축소되어 아악대란 이름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다. 이후 궁중정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2.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의 유래와 특징

보상무는 순조 때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로 순조 28년

(1828)『進爵儀軌』에처음 나타난다. 보상무의 내용은 고려

때부터 조선말까지 연희된 당악정재 포구락과 유사하다. 포구

락은 중국 송의 여제자 대무 10가지 중의 하나로서(宋史 권15

女弟子隊舞條), 고려 문종 27년(1093)에 교방 여제자 초영이 새

로 전한 포구락을 팔관회에서 아뢰었다는 기록이 있다(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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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1 樂志). 포구락은 포구문 위에 뚫린 풍류안에 공을 던져

넣는 것을 겨루는 유희적 성격의 재미있는 놀이의 춤으로, 공을

넣으면 상으로 꽃을 주고 넣지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

는 춤이다. 보상무는 그 창사가 당악정재인 포구락의 창사와 비

슷한 점이 있고, 포구문의 풍류안 대신 보상반이라는 둥근 상

가운데에 채구를 넣어 승부를 겨루는 것이 특징이다(장사훈,

1986). 

첨수무는 창작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영조 때 이름이 붙여

진 향악정재로서 검기무를 추기 전에 서무형식으로 추는 춤이

다(리봉옥, 1985). 첨수무는 영조 때의 원래 이름이 엽무였으나

첨수무로 이름을 고쳐 부른 것이며(순조 28년 進爵儀軌 권1 樂

章條), 손에 칼이나 한삼, 첨수라는 의물을 들고 이를 하늘거리

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적이다. 

헌천화는 순조 때 창작된 향악정재의 하나로 순조 28년

(1828) “進爵儀軌”에 처음 나타난다. 헌천화의 내용은 고려 의

종 때부터 조선말까지 많이 연희되어 온 당악정재 헌선도와 유

사한데, 헌선도는 왕모가 선계에서 내려와 왕에게 장수의 상징

인 천세영도를 바치는 내용이다(高麗史 권18 世家). 헌천화는

선모가 선도를 선도반에 올려 왕에게 바치는 대신 천화를 화병

에 꽂아 왕에게 바치며, 헌선도에 사용된 무구인 죽간자 대신

집당이 새롭게 나타나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김효주, 2005).

조선후기 정재사의 두 가지 큰 특징은 첫째, 순조대에 이르

러 새로운 향악정재와 당악정재가 많이 창작됐다는 사실과 둘

째, 당악정재와 향악정재의 구분이 희미해졌다는 사실이다(송

방송, 2000). 이 시기에 새로 창작된 정재들은 구성상으로 향

악정재, 당악정재의 구분과 같은 춤의 외적요소보다는 내적인

구성에 중점을 둔 춤, 즉 민족적 정서를 되살린 우리의 고유한

예술성이 강조된 춤이었다(성경린, 1982). 이 시기 창작된 향악

정재인 보상무, 헌천화가 고려에서부터 조선말까지 꾸준히 연

희된 당악정재인 포구락, 헌선도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면서 향

악의 형식을 갖춘 것도 당시 당악과 향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서 민족적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검기무의 서막을 장식하는 춤으로서 첨수무의 등장은

조선 후기 궁중무용의 격식이 강화된 일례로 볼 수 있으며, 또

한 조선 후기 사람들의 다양화된 미적 취향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다. 

3.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식

3.1. 보상무

Fig. 1은 순조 28년(1828)『進爵儀軌』에전하는 보상무로,

보상반을 가운데 두고 6인의 무동이 춤을 추고 있다. 순조 28

년『進爵儀軌』 권부편 공령조에 “보상무와 영지무 무동은 아

광모, 벽라포, 백질흑선중단의, 홍질남선상, 학정대, 무우리를 착

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복식도에는 Fig. 2와 같이 당시 무

동의 아광모, 홍라포(벽포 동), 백중단남선(홍흑선 동) 앞뒤그림,

홍상남선(황상흑선 남상홍선 옥색상흑선 동), 학정대, 무우리의

그림이 전한다. 그런데 순조 29년(1829)『進饌儀軌』 권부편 공

령조에는 “보상무 무동은 복두, 남포, 백질흑선중단의, 홍야대,

흑화를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순조 28년의 기록과 다소

차이가 있다. 순조 28년과 29년은 왕명으로 대리청정을 하게

된 효명세자(익종)의 치세기로, 효명세자의 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를 보좌한 악사 김창하의 탁월한 재능은 널리 알려져

있다(김매자 외, 1995). 순조 28년의『進爵儀軌』와  29년의

『進饌儀軌』에서 보상무 무동의 복식이 다른 것은 창사와 안

무의 창조와 함께 무용복식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여겨진다. 

Fig. 3은 헌종 14년(1848)『進饌儀軌』에전하는 보상무로,

2인의 여령이 보상반에 채구를 던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4인

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보상무 여령의 복식은 Fig. 4와 같

이 헌종 14년『進饌儀軌』복식도의 일반여령복식과 유사해

보인다. 헌종 14년『進饌儀軌』권3 공령조에 “각무 정재여령

은 화관, 황초단삼, 리남색상표홍초상, 홍단금루수대, 오색한삼,

초록혜를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Fig. 5는 광무 5년(1901) 연세대학교박물관 소장 병풍에 그

려진 보상무로, 2인의 여령이 붉은 색의 구슬을 보상반에 던지

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왼쪽의 여령은 손에 붓을 들고 오른쪽

의 여령은 꽃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이

다. 그림에서 여령들의 복식은 화관, 황초삼, 리남색상표홍초상,

홍수대 등이다.

   

Fig. 1. 순조 28년

『進爵儀軌』보상무.

Fig. 2. 순조 28년『進爵儀軌』복식도. Fig. 3. 헌종 14년 

『進饌儀軌』보상무.

Fig. 4. 헌종 14년 

『進饌儀軌』복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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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광무 6년(1902)『進宴儀軌』에전하는 보상무로, 외

연에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추었는데 춤의 배치는 Fig. 5

와 같다. 보상무를 추는 무동과 여령의 복식은 시기적 유사성

을 볼 때 Fig. 7과 같이 광무 5년『進宴儀軌』복식도에 보이

는 일반무동과 일반여령의 복식 형태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에 의하면 일반무동복식은 화관, 홍화주의, 홍화주상, 백단의,

홍남야대, 색동주의이고, 일반여령복식은 화관, 녹초삼, 홍초상,

수대, 초록혜, 오색한삼이다. 그러나 보상무를 추는 무동의 관

은 일반무동의 관과 모양이 달라 보이며, 보상무 여령의 복식

은 일반 여령의 복식과 유사해 보인다.

보상무 복식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3.2. 첨수무

Fig. 8은 정조 19년(1795)『園幸乙卯整理儀軌』에 전하는 첨

수무 그림으로 앞에는 2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으며, 그 아

래에는 2인의 동기가 추고, 옆에는 3인의 여령이 오색한삼과

아박을 들고 있으며, 맨 아래에는 17인의 여령이 춤을 추고 있

다. Fig. 9에 보이는 바와 같이『園幸乙卯整理儀軌』복식도에

그려진 여령복식은 화관, 황초삼, 홍초상, 수대, 한삼이며, 동기

복식은 유소, 금화라대, 합립, 단의, 홍라상, 홍초말군이다. 그

러나 첨수무 그림에서 동기는 합립을 쓰지 않고 새앙머리에 홍

색의 댕기를 드리우고 있으며 여령과 같은 홍대를 매고 있다. 

Fig. 10은 순조 28년(1828)『進爵儀軌』의첨수무로 위에는

2인의 무동이 피변을 쓰고 첨수를 입고 양손에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아래에는 18인의 무동이 빈손으로 나란히 춤을 추고 있

다. 순조 28년『進爵儀軌』권3 공령조에 “첨수무의 무동은 피

변, 녹문첨수의, 홍자문반비의, 남전대, 청말, 자행전을 입었다”

고 하여 칼을 들고 춤을 추는 무동복식을 설명하였다. 복식도

에는 Fig. 11과 같이 당시 무동의 피변, 첨수, 반비, 전대의 그

림이 전한다. 또한 비록 색은 다르지만 옥색행전과 백말의 그

림도 있어 첨수무 무동의 청말과 자행전의 형태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Fig. 12는 순조 29년(1829)『進饌儀軌』의첨수무로 외연에

는 무동이, 내연에는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외연에서 2인의

무동은 손에 칼 대신 한삼과 유사해 보이는 다른 의물을 들고

있으며, 내연에서 4인의 여령이 손에 한삼과 같은 것을 들고

추고 있다. 순조 29년『進饌儀軌』 권3 공령조에 “첨수무 무

동은 홍질남선상, 녹색단령, 화화방보를 착용하고 중단의, 관,

대, 화자는 초무 무동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초무무동은

부용관, 백질흑선중단의, 두석녹정대, 화화흑화를 착용한다”고

또한 기록되어 있다. 순조 29년의 첨수무 여령복식에 관한 기

록은 없으나, 그림을 볼 때 일반여령의 복식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순조 29년『進饌儀軌』권3 공령조에 기록된 각무 정

재여령의 복식은 화관, 초록단의, 황초단삼, 리남색상표홍초상,

홍단금루수대, 오채한삼, 초록혜이다. 복식도에는 Fig. 13과 같

이 무동의 부용관, 의, 상, 백단의, 두석녹정대의 그림이 있으

며, 여령의 화관, 황초삼, 홍초상, 오색한삼, 수대 등의 그림이

있다.

Table 1. 보상무 복식

연도 착용자 상의 하의 대 관 신발 기타 출처

1828 무동 碧羅袍, 白質黑線中單衣 紅質藍線裳 鶴頂帶  光帽  無憂履 영지무와 같음 순조28년(戊子)『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1829 무동 藍袍, 白質黑線中單衣 紅也帶  頭  黑靴 순조29년(己丑)『進饌儀軌』

卷附編 工伶條

1848 여령 黃 單衫 裏藍色裳表紅 裳 紅緞金縷繡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보상무를 추는 그림

헌종14년(戊申)『進饌儀軌』

卷3 工伶條

1901 여령 黃 衫 裏藍色裳表紅 裳 紅繡帶  花冠 五色汗衫 광무5년(辛丑) 연세대학교 박

물관 소장 병풍

1902 무동 보상무를 추는 그림 광무6년(壬寅)『進宴儀軌』

여령

 

 

  

  

    

Fig. 5. 광무 5년 연세대학교

박물관소장병풍 보상무.

 Fig. 6. 광무 6년『進宴儀軌』보상무. Fig. 7. 광무 5년『進宴儀軌』

복식도.

Fig. 8. 정조 19년『園幸乙卯

整理儀軌』첨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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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고종 24년(1887)『進饌儀軌』의 첨수무로 Fig. 12

의 여령의 첨수무와 춤배치가 같다. 복식도에는 Fig. 15와 같

이 여령의 화관, 황초삼, 홍초상, 수대, 초록혜, 오색한삼의 그

림이 전한다. 

고종 29년(1892)『進饌儀軌』권3 공령조와 광무 5년(1901)

『進饌儀軌』권3 공령조에는 “첨수무 정재여령의 복색은 각무

정재여령과 같은데 또한 홍단첨수를 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

다. 고종 29년『進饌儀軌』에기록된 일반여령복식은 화관, 황

초단삼, 이남색상표홍초상, 홍단금루수대, 오색한삼, 초록혜이다.

그러나 광무 5년『進饌儀軌』에기록된 일반여령복식에는 황

초단삼이 녹초단삼으로 바뀌어 있다. 고종 29년에서 광무 5년

사이 여령의 단삼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변화되었다. 첨수무 여

령복식은 일반 여령복식과 동일한데 오색한삼 대신 홍단첨수를

맨 것이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첨수무 복식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첨수무 무동복식은 순조 28년에는 공작우

가 달린 피변을 쓰고 춤동작이 동적이므로 소매통이 좁은 직령

의 녹문첨수의를 입고 그 위에 홍자문반비의를 입었다. 홍자문

반비의는 당시의 여령들이 입었던 쾌자와는 달리 뒷솔기가 터

지지 않은 3자락의 옷이며 둥근 맞깃 형태로 앞자락의 길이가

 

Fig. 9. 정조 19년『園幸乙卯整理儀軌』 

복식도.

Fig. 10. 순조 28년『進爵儀軌』

첨수무.

Fig. 11. 순조 28년(1828)『進爵儀軌』복식도

  

Fig. 12. 순조 29년『進饌儀軌』첨수무. Fig. 13. 순조 29년『進饌儀軌』복식도. Fig. 14. 고종 24년

『進饌儀軌』첨수무.

Fig. 15. 고종 24

년『進饌儀

軌』 복식도.

   

    

Table 2. 첨수무 복식

연도 착용자 상의 하의 대 관 신발 기타 출처

1795

女伶 黃 衫  紅 裳  繡帶  花冠  五色汗衫

정조19년(乙卯)『園幸乙卯整理儀軌』童妓 丹衣  紅羅裳

 紅 襪裙
 金花羅帶(紅帶)

 새앙머리

 홍색댕기

1828
舞童 綠紋尖袖衣, 

紅紫紋半臂衣
 藍戰帶  皮弁

 靑襪

 紫行纏
순조28년(戊子)『進爵儀軌』권3 工伶條

1829

舞童 綠色團領,

白質黑線中單衣
 紅質藍線裳  豆錫綠 帶  芙蓉花冠 畵花黑靴  畵花方補

순조29년(己丑)『進饌儀軌』권3 工伶條
女伶 草綠丹衣

黃 單衫

 裏藍色裳 

 表紅 裳
 紅緞金縷繡帶  花冠 草綠鞋  五色汗衫

1887 女伶 黃 單衫 " " " " " 고종24년(丁亥)『進饌儀軌』

1892 女伶 " " " " "  紅緞尖袖 고종29년(壬辰)『進饌儀軌』권3 工伶條

1901 女伶 綠 單衫 " " " " " 광무5년(辛丑)『進饌儀軌』권3 工伶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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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자락보다 짧은 것이 특징이다. 허리에는 남전대를 두르고 발

목에는 자색 행전을 두르고 청색버선을 신고 칼을 들고 춤을

추었다. 

순조 29년에는 첨수무 무동과 여령은 일반 무동과 여령의 복

식을 따랐고 손에 한삼을 매고 춤을 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종 29년 이후에는 한삼 대신 첨수라는 의물을 사용한 것으

로 보이는데, 첨수는 순조 28년에는 소매통이 좁은 직령의 옷

으로 그려져 있으나 손에 매는 것으로 바뀐 이후의 형태는 정

확히 어떠했는지 알기 어렵다. 

보상무와 마찬가지로 첨수무도 순조 28년과 29년 무동의 복

식이 서로 다른데, 그 이유는 앞서 추론한 바 있다. 첨수무 여

령의 복식에서도 단삼의 색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고 손에

매는 것이 오색한삼에서 홍단첨수로 바뀌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용복식이 약간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랜 세

월 동안 동일한 창사와 안무가 연희되면서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무용에 복식으로 부분적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분위기

를 연출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3.3. 헌천화

헌천화 복식형태를 살펴보면, Fig. 16은 순조 28년(1828)

『進爵儀軌』의 헌천화로, 맨 앞에는 탁자를 두고 그 아래에는

2인이 당을 들고 있고 1인은 꽃이 꽂힌 화병을 들고 그 아래에

는 2인의 무동이 춤을 추고 있다. 순조 28년『進爵儀軌』권

부편 공령조에 “헌천화 무동은 주취금관, 자라포, 백질흑선중

단의, 남질홍선상, 남사대, 백우호령, 백우엄요, 학정대, 비두리

를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복식도에는 Fig. 17과 같이 당

시 무동의 주취금관, 백중단남선(홍흑선 동) 앞뒤그림, 홍상남

선(황상흑선 남상홍선 옥색상흑선 동), 학정대, 비두리, 백우호

령, 백우엄요의 그림이 전한다. 복식도에는 비록 무동의 것은

아니지만 전악의 자라포 그림도 전한다.

Fig. 18은 광무 6년(1902)『進宴儀軌』에 보이는 헌천화로,

외연에서는 무동이 내연에서는 여령이 춤을 추고 있다. 춤의 배

치는 Fig. 16과 같다. 

헌천화 복식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경풍도에서 무동은 화금포에 백우호령과 백우엄요를 둘렀는

데, 춘대옥촉과 헌천화에서는 자라포에 이들을 두른다. 다른 복

식의 구성은 망선문, 만수무, 춘대옥촉과 동일하다. 

4.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식의 복색사상

4.1. 음양오행사상과 색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양오행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고대

로부터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음양오행사

상은 오행상승설, 오행상생설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음양(천지)

의 생성원리를 오행(오원소)과 결합시킨 동양 고유의 사상이다.

오행상승설이란 목은 토를 승하며, 토는 수를 승하며, 수는 화

를, 화는 금을 승하며, 금은 목을 승한다는 것이다(衫本正年,

1981). 오행상생설이란 하나의 원기가 다른 원기를 생성하는 것

으로,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며, 화는 토를 생하며,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는 것을 말한다. 오행상극설

이란 하나의 원기가 다른 원기를 상극하는 것으로, 목이 토를

극하며, 토가 수를 극하며, 수가 화를 극하며, 화가 금을 극하

고,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을 말한다. 오행은 서로 상생하여 부

족한 것을 보충하고, 서로 상극하여 넘치는 것을 조절하여 조

화의 묘를 이루게 된다(문길영, 1973). 

조선후기의 문헌인『星湖僿設』과 『규합총서』에  기록된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고대의 동양인들은 우주의 많은 개념과 존재를 음양오행과

Table 3. 헌천화 복식

연도 착용자 상의 하의 대 관 신발 기타 출처

1828 무동 紫羅袍, 白質黑線中

單衣

藍質紅線裳  藍紗帶,

 鶴頂帶

 珠翠金冠  飛頭履 白羽護領, 白羽掩腰

춘대옥촉과 같음

순조28년(戊子)『進爵儀軌』 卷附編

工伶條 

1902 무동

여령

헌천화를 추는 그림 광무6년(壬寅)『進宴儀軌』

 

Fig. 16. 순조 28년 

『進爵儀軌』헌천화.

Fig. 17. 순조 28년『進爵儀軌』복식도. Fig. 18. 광무 6년『進宴儀軌』

헌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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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시켰는데, 색채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대로부터 동양에서

가장 기본으로 인식되어 온 색은 적·청·황·백·흑의 다섯

가지 색이었다. 이들 다섯 가지 색은 방위와 결합하여 동-청,

남-적, 서-백, 북-흑, 상(중)-황으로 표상되어 왔으며(尙書 夏書

권6 禹貢), 적·청·황·백·흑의 오정색으로부터 다시 홍·

녹·벽·자·유황의 오간색이 합성되어 유교적 예 정신에 근

거한 옳고 그름의 상징으로서 정색과 간색의 상반된 사상체계

를 형성해 왔다(禮記 玉條 권29).

4.2.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색

의식을 위한 궁중무용복색에는 오랜 기원의 음양오행의 사

상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

의거하여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색의 배색 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Table 5와 같다.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식에 사용된 복색을 전반적으로 볼

때, 대체로 홍·남·황·백·흑의 오정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벽·녹·자의 간색이 종종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 정색은 옳은 것의 상징이며 간색은 옳지 못

한 것의 상징이었다. 정색의 주된 사용은 바르고 좋은 것으로

서의 궁중무복의 위엄과 명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다만 간색이면서도 벽색, 녹색, 자색이 무복에 종종 사용된

것은 간색으로서의 고전적 의미보다도 조선인들의 일반적인 색

채감각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조선복식에 나

타나는 색명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색계와 적색계 색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색명의 종류가 많이 분화되어 있음은 그

만큼 그 계통의 색이 조선인들에게 선호되었음을 의미한다. 벽

색은 오방색의 개념으로 볼 때 동방의 색인 청색의 옅은 색이

Table 4.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

상생관계 상극관계

木(靑)-火(赤)

火(赤)-土(黃)

土(黃)-金(白)

金(白)-水(黑)

水(黑)-木(靑)

金(白)-木(靑)

木(靑)-土(黃)

土(黃)-水(黑)

水(黑)-火(赤)

火(赤)-金(白)

Table 5.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식의 배색

착용자 궁중무용
배색관계

上-下 表-裏 전체-부분 기타

여령 보상무, 첨수무 衫-裳

황-홍(상생)

 表裳-裏裳

 홍-남(상생)

 衫-帶

 황-홍(상생)

五色汗衫, 草綠鞋

첨수무 衫-裳

황-홍(상생)

 衫-丹衣

 황-녹(상극)

 表裳-裏裳

 홍-남(상생)

 衫-帶

 황-홍(상생)

五色汗衫, 草綠鞋

衫-裳

녹-홍(상생)

 表裳-裏裳

 홍-남(상생)

 衫-帶

 녹-홍(상생)

紅緞尖袖, 草綠鞋

무동 보상무 袍-裳

벽-홍(상생)

 袍-中單

 벽-백(상극)

 中單-線

 백-흑(상생)

 裳-線

 홍-남(상생)

袍-裳

남-?

 袍-中單

 남-백(상극)

 中單-線

 백-흑(상생)

 袍-帶

 남-홍(상생)

黑靴

첨수무  半臂衣-尖袖衣

 홍자문-녹문(상생)

藍戰帶, 靑襪, 紫行纏

團領-裳

녹-홍(상생)

 團領-中單

 녹-백(상극)

 中單-線

 백-흑(상생)

 裳-線

 홍-남(상생)

畵花黑花

헌천화 袍-裳

자-남(상생)

 袍-中單

 자-백(상극)

 中單-線

 백-흑(상생)

 裳-線

 남-홍(상생)

 袍-帶

 자-남(상생)

白羽護領

白羽掩腰

동기 첨수무 丹衣-裳

녹-홍(상생)

丹衣-襪裙

녹-홍(상생)

 丹衣-帶

 녹-홍(상생)

홍색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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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염색기술상으로는 남염의 옅은 색으로서 염색이 용이했기에

조선인들에게 친숙한 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자색명

인 녹색과 청색은 고유어 색명으로는 모두 ‘푸르다’의 개념에

함께 포함되므로(나혜숙, 1996) 두 색의 개념적 의미의 경계선

이 모호하다 할 수 있다. 조선의 자색은 붉은 기운이 강한 자

색으로(김순영 외, 2004), 붉은 색과 함께 화려한 위용과 신분

의 고귀함 등을 표상하는 색이었다(김순영, 2005). 특히 헌천화

무동복식에 사용된 자색에서는 선녀가 천화를 군왕에게 드린다

는 춤의 내용으로 볼 때 화려함의 의미뿐 아니라 천신의 귀한

자가 머무는 ‘자궁(紫宮)’의 상징성까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

다(史記 封禪書; 淮南子 天文訓).

보상무와 첨수무의 여령복식의 배색관계를 살펴보면, 상하배

색은 모두 상생관계이며 표리배색은 상생과 상극이 공존하고

전체와 부분의 배색은 상생관계를 보여, 저고리와 삼의 표리배

색관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여령의 복식이 상생관계 위주

로 배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상무, 첨수무 여령복색 배치도

는 Fig. 19와 같다.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무동복식의 배색관계를 살펴보면 대

체로 상생관계가 많다. 그러나 포와 중단의 표리배색은 모두 상

극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상생의 상징적 의

미보다 실용적 측면에서의 이유 때문으로 여겨진다. 겉으로 드

러나지 않는 옷인 중단에는 굳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염

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첨수무 무동의 반비의와 첨

수의의 배색관계를 보면, 바탕색은 알 수 없지만 문양의 색이

또한 서로 상생관계인 것이 특이하다. 상생관계이면서도 서로

다른 색들을 문양으로 사용함으로써 궁중무복의 화려함을 드러

내고 있다.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무동복색 배치도는 Fig.

20~22와 같다.

첨수무 동기 복식의 배색관계 역시 상생의 관계를 보이고 있

다. 단의는『樂學軌範』에 의하면 조선 전기에는 홍라나 홍사

로 만든 붉은 색의 옷이었으나, 헌종 14년(1858), 광무 5년

(1901), 광무 6년(1902)의『進饌儀軌』등에 의하면 조선 후기

단의의 겉감색은 초록이다. 첨수무 동기복색 배치도는 Fig. 23

과 같다. 

조선후기에 발생한 향악정재의 일부인 보상무, 첨수무, 헌천

화 복색은 조선전기에 발생한 향악정재인 봉래의, 향발무, 학무

등의 복색과 비교해 볼 때, 복색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배색관

계도 다채로워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하배색관계를

비교해보면, 여령복색에서 황-홍 배색에 녹-홍 배색이 추가되었

으며, 무동복색에서는 남-홍 배색이 벽-홍, 녹-홍, 자-남 등으로

다양해지고 여러 색의 문양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조선후

기 사람들의 정재 형식에 대한 다양화된 미적취향이 정재 복색

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결 론

이상에서 조선후기의 향악정재인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복

식에 반영된 복색사상을 살펴보았다.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에

등장하는 무용복색의 배색관계와 사상성을 분석한 결과, 정간

사상 및 음양오행사상, 자궁의 서상적 상징성과 관련된 무용복

색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무용복색에는 전반적으로 홍·

남·황·백·흑의 오정색이 많이 사용되어 궁중무복으로서의

위엄을 높이고 있었으며, 벽·녹·자의 간색도 종종 사용되어

무복으로서의 화려함을 더하고 있었다.

둘째, 보상무, 첨수무, 헌천화 무용복색은 상하배색, 표리배

색, 전체와 부분의 배색 등에서 대부분 상생의 조화를 이루었

는데, 이는 보상반통에 채구를 던져 넣는 보상무의 오락적 성

격, 칼이나 첨수를 휘두르는 첨수무의 동적인 느낌, 군왕과 국

가의 안녕을 축복하는 헌천화의 밝은 무희적 느낌과 잘 어울린

다.

셋째, 무용의 내용에 맞게 복색이 선택적으로 이용되기도 했

다. 선녀가 천화를 군왕에게 바치는 내용인 헌천화의 무동복식

에는 다른 무용의 무동복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색이 사용

되었다. 이 자색에는 고대로부터 고귀한 천신이 머무는 곳의 의

미를 지닌 ‘자궁’의 서상적 상징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이와 같이 특별한 의식을 위해 사용되는 무용복식에는 무용

의 성격이나 의식이 추구하는 내용에 맞게 복색이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또한 색이 무복을 비롯한 복식문화의

정신적 요소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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